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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4, 553-562. Language is communicated 

through discourse which consists of texts between a speaker and a hearer. This 

paper aims to describe modal verbs that are uttered in hospitality English on the 

basis of Wilson and Sperber’s(2012) relevance theory. This paper shows the 

meaning and function of English modal verbs used in the hospitality English which 

represent various meanings relying on the discourse contexts. Moreover, we 

suggest tha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modal verbs based on the relevance 

theory has to be taught to learners in hospitality English. (Chungwo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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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상동사에 대한 연구는 통사와 의미 분석(강문구, 2006; 김한창, 1983; 이상분, 

1985), 역사적 변화 분석(김혜리, 2011, 2012; 이필환, 2011)과 아울러 담화분석

(정희자, 2005)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탈

리티 산업 에서 활용되어지는  호스피탈리티  영어에서 발화되는 양상동사의 의미 

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호스피탈리티 영어 학습자들이 호스피탈리티 산업체에서 양상동사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도록 학습하려면 양상동사 대한  통사 및 의미 학습뿐 만 아니라 호텔 ,

관광, 항공관련 업무에서 활용되는 양상동사의 담화 의미 학습이 호스피탈리티 영

어 학습에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Received: January 07, 2020

Revised: January 28, 2020

Accepted: February 11, 2020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

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0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
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
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본 논문은 2019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작성되었음.



554 ∙ Han, Chun-Young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5, No. 4, 2020

본 논문에서는 호스피탈리티 영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양상동사의 의미를 Wilson과 Sperber(2004)의 관련성이론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호스피탈리티 영어 양상동사 학습에 일익을 담당하고자한다 .

2. 호스피탈리티 영어에서의 의무 양상동사 

의무 양상동사는 대화참여자가 의무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의무적 필연성과 대화참여자의 행동의 용인

과 허락과 연관된 의무적 가능성을 표현한다.

(1) You must check out by 1:00 p.m.

(2) You may use your room tomorrow.

(1)에서 화자인 front desk clerk은 청자인 고객에게 ‘청자인 고객(you)은 반드시 오후 1시까지 퇴실수속을 해야 한다’

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의무적 필연성’을 양상동사 must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즉 화자는 청자에게 ‘ It is 

obligatory for you to check out by 1:00 p.m’의 의미를 함축한 check out의 의무성을 must로 전달하여, 이러한 행동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late check out fee가 부여된다는 호텔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함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2)에서는 화자인 front desk clerk이 청자인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면 객실을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

다’는 ‘허락’을 양상동사 may로 표현한다. 즉 화자는 청자에게 ‘It is possible for you to use your room tomorrow (if you 

want)’의 가능성이 함축된 의미를 may로 표현하여 청자의 행위를 허락한다.

(3) a. You must switch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flight.

b. I must remember to switch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flight.

c. You should switch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flight.

d. You ought to switch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flight.(정희자, 2005:210)

(3a-3d)는 ‘비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꺼야한다’는 명제를 공통적으로 표현한다. (3a)에서는 화자인 항공기 승무원

(flight attendant)이 청자인 승객에게 ‘비행 중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한다(switch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flight)’

는 행위를 하도록 must를 사용하여 행동의 이행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화자인 

승무원은 양상동사 must를 사용하여 청자인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작동을 정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화자인 승

무원의 권위로 청자인 승객에게 요구하는 행동(switch off mobile phones)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

에 청자가 거부할 수 없는 매우 강한 요청이 청자인 승객에게 전달된다. 이런 표현은 화자인 승무원이 청자인 승객의 체

면을 위협하게 되어 승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탈리티 영어에서는 청자인 고객의 체면을 손상하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표현은 절제되어야 한다. 대신에 (4)와 같

이 have to (have got to)를 사용하면 청자인 고객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며 고객이 비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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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ou have to( have got to) switch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flight.

(5) I’ve a problem. I have a report that has been written in English and it has to be sent to Buenos Aires by Friday at 

the latest. (Strutt, 2003: 132)

(4)에서 have to (have got to)의 사용으로 (3a)와는 달리 화자인 승무원이 청자인 승객에게 요청(switch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flight)을 이행하도록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권위가 강하게 표현되지 않고 청자인 승객

이 화자인 승무원의 요청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5)에서는 (4)에서와는 다르게 보고서가 늦어도 금요일까지 Buenos Aires에 반드시 전달되어야한다는 ‘의무성’을 표

현한다. 이는 ‘be sent to Buenos Aires by Friday at the latest’의 명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표현한다.

(3b)는 화자인 주어의 권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경우로 행동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3c-d)에서는 화자인 승무원이 청자인 승객에게 요청하는 행위(switch off mobile phones during the flight)의 강제적 

이행의 수준이 must가 사용된 발화보다 승객에게 낮게 전달되며 ,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는 화자가 요청하는 청자의 

행위의 이행이 예외가 될 수 있는 표현이다. (3a)에서는 화자인 승무원의 must 발화로 인하여 화자인 승무원의 권위 있는 

강한 요청을 청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함축하고 있다. 반면에 should와 ought가 발화된 (3c-d)의 경우에는 

화자 승무원의 발화행위에 대한 청자 승객의 이행의무가 약화되어 ‘충고’의 의미로 관련성을 갖게 되어 편안한 대고객서

비스를 전제로 하는 호스피탈리티 영어에서 청자인 고객에게 어떤 행위의 ‘요청’ 및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청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체면을 덜 손상하는 표현으로 활용될 수 있다.

(6) You may leave the table .

(7) You can leave the table .

(6-7)은 모두 화자 I 가 청자 you에게 ‘청자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원하면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나타낸다. 그러나 (6)

에서 화자 I는 may를 발화함으로써 청자 you에게 이전에 금지하였던 행위에 대해 허락하여 청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허

락하는 화자의 권위가 암시되는 경우이다. 

(7)에서는 (6)과는 달리 may대신 can이 사용되었다. (7)에서는 청자 you의 행위에 대한 허락의 권한이 화자 I에 있지 

않고 문맥외적인 상황에 존재한다. (6)에서는 청자 you가 (식사 또는 회의)자리를 이석 하려는 경우 화자 I가 권위를 갖고 

이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만 자리를 뜰 수 있는 문맥내적인 허락이 전제되지만, (7)에서는 청자 you가 (식사 또는 회의)자

리를 떠날 수 있는 경우는 화자 I의 허락이 반드시 없어도 청자 you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문맥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식사 또는 회의)자리를 떠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 You might leave the luggage at the concierge desk.

(9) You could leave the luggage at the concierge desk.

(8-9)에서 might와 could의 사용으로 화자 I가 청자 you(고객)에게 짐을 맡겨도 된다는 ‘허락’의미가 공손하게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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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8)에서는 화자 I의 ‘허락’에 대한 권위가 might에 함축되어 있다. 반면 could가 사용된 (9)에서는 might가 사

용된 (8)보다는 화자 I가 청자인 you(고객)에게 짐을 맡겨도 좋다는 허락행위가 다소 소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10) May I smoke in the restaurant?

(11) Can I smoke in the restaurant?

(10-11)은 화자 I(고객)가 청자 you(직원)에게 행위의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10)에서는 may I...?를 발화함으로써 화자 I가 레스토랑에서의 흡연 행위를 청자 you(직원)에게 허락할 것을 (Will 

you permit me to smoke in the restaurant?)을 청자 you(직원)에게 요청하며, 청자 you(직원)에게 화자의 요청에 대한 허

락의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11)에서는 can I....?발화로 청자 you(직원)에게 ‘smoke in the restaurant’ 행위에 대한 허락여부를 요청할 뿐 , 청자 

you(직원)에게 화자 I의 요청을 허락하는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10)이 (11)보다 화자가 청자를 더 공손하게 우대하는 표현으로 대고객접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탈리티 영어에

서 청자(고객)에게 허락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11)은 격의가 없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

에 허락을 요청하는 발화에 적합한 표현이다.

(12) Might I use your desk-top computer, fax and printer in the business center?

(13) Could I use your desk-top computer, fax and printer in the business center?

(12-13)은 화자인 고객이 청자인 호텔 비즈니스센터 직원에게 ‘use your desk-top computer, fax and printer in the 

business center’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다. (12)에서는 Might I....?의 사용으로 청자인 호텔직원에게 화자인 고객이 요청

하는 행위를 허락할 것을 요구하며, 청자에게 허락의 권위를 부여하여 체면을 존중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Might(Could) I.....?’를 발화하면 ‘May(Can) I....?’를 발화하는 경우보다 청자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정도가 약함을 함축

하고 있다.

(14) A: Might I use your desk-top computer, fax and printer in the business center?

B: Yes, you may. *Yes, you might.

(15) A: Could I use your desk-top computer, fax and printer in the business center?

B: Yes, you can. *Yes, you could. (정희자, 2005: 216)

(14-15)에서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요청사항을 청자에게 might 와 could로 발화할 지라도 , 청자는 may와 can으로 상

대방의 요청을 허락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청자는 화자의 요청(use your desk-top computer, fax and printer in the 

business center)에 대해 가상적인 응답이 아닌 직설적인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may와 can으로 화자의 요청을 받아

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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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uest: May I have some sandwiches sent up to my room?

Room Service: Certainly. What kind of sandwich? (Strutt, 2003: 131)

허락을 요청하는 발화에 대하여 청자는 긍정적으로 요청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14-15)와 같이 ‘Yes, you may’ 또는 ‘Yes, 

you can’으로 허락을 하나,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가 친숙할 경우에는 ‘Certainly’의 발화로 화자의 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청

자가 화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17)에서와 같이 ‘I’m sorry but...’ 또는 ‘I’m afraid not’으로 거절 할 수 있다.

(17) A: May I get my hair done before, say, eight-thirty? 

B: I’m sorry (I’m afraid not), madam, but the hair salon doesn’t open until 9 a.m. (Strutt, 2003: 131)

3. 호스피탈리티 영어에서의 역동 양상동사

(18) I’m sorry. We’re full today. We can reserve your table tomorrow.

(19) OK, well I suggest starting off with the Dublin Writers Museum-here’s a brochure. You can see manuscripts 

and letters and rare editions of people like Jonathan Swift or Oscar Wild. and then if you like James Joyce, 

there’s the James Joyce Cultural Centre. (Strutt, 2003: 137)

(18)에서는 청자인 고객이 레스토랑을 오늘 예약하려하였으나 예약이 만료되어 테이블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자인 레스토랑직원은 (18)에서 ‘가능성’을 의미하는 can을 발화하여 내일이면 테이블예약이 가능하니 내일로 식당예

약을 하는 것이 어떤지를 청자인 고객에게 ‘제안’한다.

(19)에서와 같이 주어가 2인칭 또는 3인칭으로 발화되면 can은 ‘가능성’의미를 넘어서 청자와 친밀하며 격의 없는 ‘명령’ 

및 ‘지시’의미로 확장된다. 화자인 투어가이드가 can을 발화하여 청자인 여행객에게 더블린 출신 작가 박물관에서 Jonathan 

Swift나 Oscar Wild같은 더블린 출신 작가의 원고와 편지, 그리고 희귀본을 관람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으면서, 화

자인 가이드의 권위를 표현하지 않고 화자자신이 의도한 발화내용을 관광객들이 수용하면서  협조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전

달하여 can의 고유한 ‘가능성’의 의미를 넘어선 ‘권유’ 및 ‘지시’로 확장된 역동적인 양상동사의 의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 I can’t drive a car.

(21) The flight couldn’t arrive because of the bad weather condition.

(20)의 can’t는 화자 I가 (음주를 하거나, 운전할 수 없는 신체적 이유로 인하여) 차를 운전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즉 I’m not able to drive a car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20)은 화자 자신이 운전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청자에게 대신 자신

의 차를 대리운전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또한 파티나 모임 등을 마친 다음에 그 파티나 모임의 참

석자 중 한 사람(화자)이 청자에게 자기(화자) 차량을 대신 운전할 것을 제안한 상황에서 그 제안을 청자가 ‘거절’하는 의

미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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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에서는 couldn’t를 발화하여 문맥외적인 요인에 의해 과거에 행동을 할 수 없었던 ‘불가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

다.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하여 도착할 수 없었다는 ‘The flight was not possible to arrive because of the bad weather 

condition’를 함축하여 도착의 ‘불가능’을 표현한다.

(22) Can you help me with my luggage?

(23) Could you help me with my luggage? (한천영 · 이금실, 2014: 16)

능력이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can과 could가 2인칭 주어 you와 함께 의문문의 형태로 사용되어 청자인 you에게 ‘요청’

을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예이다. 

(22)에서는 can을 의문문으로 발화함으로써 1차적으로 청자에게 나의 짐을 옮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를 ‘문의’하고, 2차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짐을 운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2)와 

같은 ‘Can you.....:’발화는 화자 보다 연령이 많은 청자나 상급자에게 발화되면 무례(impolite)하고 공격적인(aggressive)인 

‘요청’으로 간주되기 쉽다(정희자, 2005: 219). 

(23)에서 발화된 could you....?는 (22)의  can you....?보다 더 정중하고 공손한 ‘요청’표현이다. 호스피탈리티영어에서 청

자인 고객에게 보다 정중하게 ‘요청’하는 표현으로 ‘Could you....?’를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이 요구되어진다.

4. 호스피탈리티 영어에서의 인식 양상동사

(24) The hotel must be very expensive. 

(25) Flight attendants must be feeling tired.

(24)와 (25)에 발화된 must는 의무 양상동사의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으로 화자의 주관적인 인

식을 표현하고 있다. 인식 양상동사의 의미는 발화문의 상황맥락과 연관 지어 그 의미를 추론하여 화자와 청자 간 관련된 

의미를 해석해야 그 함축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4)에서 화자는 지시물인 호텔이 최고급 수준의 인테리어와 최고급의 객실 , 호텔부대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갖춘 

초특급호텔이라는 배경지식을 인지한 상황에서 must를 발화하였다고 가정하고 must와 관련된 의미를 파악해야한다. 

화자는 투숙하고자 하는 호텔이 전술된 조건을 갖추어야한다는 조건을 전제하여 판단해보니 화자가 언급하는 호텔의 가

격이 비싸다는 확신을 가지고 (24)를 발화하였다면 ‘from the evidence available I confidently assume/infer that the 

hotel is very expensive’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발화문(25)의 배경지식으로 항공기 승무원은 승객탑승준비, 탑승승객환영, 항공기 이륙 전 승객안전점검, 비행 중 식

음료서비스, 탑승객요청 및 불편사항 해결, 면세품판매, 기상 악화 시 승객의 안전점검, 항공기 착륙 전 사전안전점검, 승

객 환송 등 매우 바쁜 항공기 객실업무를 수행하느라 대단히 지쳐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발화문 (25)의 must의 관련의미

를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맥락과 배경지식 없이는 발화문(25)의 의미 ‘from the evidence available I confidently 

assume/infer that flight attendants are feeling tired’를 추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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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Hello, I’ve just been given a room, room 112 I think it is , but I’m afraid it’s really very unsuitable. 

It’s extremely small and I can hear the people in the next room. I really feel that with the prices

you’re changing the rooms should be much better than this one. (Strutt, 2003: 133)

(24-25)에서와 같이 화자가 배경지식을 근거로 하여 명제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 must를 발화한다. (26)은 화자가 자

신의 배경지식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론하고자하는 명제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should를 사용한 예이다. 

(26)에서 화자는 객실이 매우 협소하고, 옆 객실의 투숙객 소리가 들리는 매우 부적절한 객실을 배정받은 상황이다. 화자

는 이러한 배경지식으로 객실이 교체되어도, 기존 배정받은 객실보다 더 좋은 조건의 객실이 배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명

확하지 않음을 should로 표현한다. 

(27) The food ought to be prepared in a few minutes.

(27)의 화자는 주문받은 음식이 (빨리 조리되어)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다른 음식의 주문량이 많아 빨리 고객에게 제

공될 수 없다는 상황맥락으로 인식하여 주문된 음식이 몇 분 내에 곧 제공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27)이 발화된다. 

Coates(1983: 74)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의심’을 표현할 때 ought to를 사용한다고 한다.

(28) B: We can’t find the manuscript. We’ve hunted high and low.

Can you remember where you put it?

C: e;m....

B: It ought to be I suppose in those two. Those double grey filling cabinets do you remember.

C: Yes, it should be in there. (Coates, 1983: 74; 정희자, 205: 221)

(28)에서 화자 B는 발화상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의심’ 의미를 ought to로 발화하였다.

(29) The plane must have arrived on time.

(30) The room clerk should have forgotten to make a morning call.

과거에 일어난 일과 상황에 대한 화자의 확실한 추론이 있을 경우 must have-past perfect가 사용된다.

(29)에서 화자는 공항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가다가 교통체증으로 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도착장의 항공기 도착상황판에 해당 항공기가 정시에 도착했음이 표기되어있어 외국손님이 타고 온 비행기가 정시에 도

착했음을 확신하고 must have arrived를 발화하여 ‘I confidently assume that the plane arrived on time’을 추론하게 된다.

(30)에서는 화자인 투숙객이 숙박등록을 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wake-up call을 요청하였는데 room clerk이 morning 

call을 하지 않은 상황을 추론하여 room clerk이 투숙객에게 morning call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가능성을 추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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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have past perfect를 발화하여 ‘I tentably assume that the room clerk forgot to make a morning call’의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31) I may see you tomorrow before you leave.

(32) I might go along to the conference.

(31)은 ‘I may see you tomorrow but I’m not sure yet’을 의미한다. 청자인 손님이 내일 퇴실하기 전에 만나서 인사를 

하고자 하나 화자인 호텔직원이 청자인 손님을 내일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 발화하는 표현이다.

(32)는 화자가 회의 참석하는 것을 망설여서 ‘I assume it barely possible that I’ll go along to the conference’을 발화하

며, 화자의 회의 참석가능성이 may의 표현보다 낮은 경우에 발화된다.

(33) It may not be hot in a sauna now.

(34) It couldn’t be hot in a sauna now.

(35) It shouldn’t be hot in a sauna now. (Quirk et al., 1985: 791; 정희자, 2005: 225)

부정적인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may, might, could, should에 not과 함께 사용하는 예이다.

(33)은 ‘It is hot in a sauna now’을 부정하여 ‘It is possible that it’s not hot in a sauna now’를 의미하며, (34)는 

couldn’t가 사용되어 양상동사 could의 의미를 부정하는 ‘It’s not possible that it’s hot in a sauna now’를 의미한다. (35)

에서는 should의 부정표현 shouldn’t가 사용되어 ‘It’s likely that it’s not hot in a sauna now’를 의미한다.

(36) The concierge mightn’t have made such a mistake

(37) The concierge couldn’t have made such a mistake. (정희자, 2005: 225)

(36)은 ‘It is possible that the concierge did not make such a mistake’로 ‘the concierge made such a mistake’의 명제를 

부정한다. 반면에 (37)은 couldn’t의 사용으로 양상동사 could의 의미를 부정한다.

(38) Jane can’t have been in London this morning. (정희자, 2005: 226)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동작을 확실하게 추론하기 위하여 can’t have past perfect를 표현하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호텔 및 관광, 항공 관련 업무에서 발화되는 호스피탈리티 영어의 양상동사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Wilson과Sperber(2004)의 관련성이론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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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탈리티 영어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성을 표현하는데 must, should, ought가 주로 사용된다. Must는 

청자가 자신의 강한 의무성을 화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 should와 ought는 화자가 청자에게 약한 의무감을 

부여할 때 사용되어 지고, 청자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할 때 should가 사용된다. 화자가 청자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여, 

청자의 요청에 대한 행동이행의 의무를 낮추어 부담을 덜어주며 의무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may, might, can, could

가 활용되어지며,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허락하면서 동시에 화자자신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는 표현으로 may와 

might가 사용되고, 화자가 청자의 행위를 허락하는 요인이 화자에게 있지 않고 외적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can과 could

가 활용된다. 화자가 청자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must not, should not, ought not, may not, can not이 사용되어진다.

역동 양상동사는 호텔 ,관광 및 항공관련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업무 및 상황의 가능성과 업무수행자의 능력을 표현

하는 데 사용되며 can과 could로 표현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가벼운 명령과 제안을 할 때 사용되어지며 not과 결합하여 

부인과 부정적 진술을 할 때 사용되어지고, 의문문형태로 사용되어 간접적인 요청에 활용되어진다. Could have past 

participle형태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와 책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인식 양상동사는 화자의 주관적 가정, 추론, 판단 등의 화자의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서술하고자 하는 명제의 사실성

에 대한 화자의 확실한 추론을 표현하는 데 must, 불확실한 추론에 대하여는 should/ought, 가능성에 대한 추론을 표현하

는 데는 may, 확실치 않거나 희박한 가능성 표현에는 might/could가 사용되어진다.

호스피탈리티 산업 에서 발화되는 영어의 양상동사는 청자와 화자간의 대화의 맥락과 추론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양상동사는 화자의 발화 목적,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담화맥락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 발화된다. 호스피탈리티 영어 학습에 양상동사의 담화맥락적 의미 추론을 바탕으로 한 관련성이론을 적

용하면 호스피탈리티 산업 종사자들이 고객과의 담화에서 영어 양상동사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호스피탈리티 영어의 양상동사 학습에 관련성 이론에 의한 의미 분석을 적극 활용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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